
ⓒ 2020,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All rights reserved.

– 984 –

I. 서   론

오늘날 글로벌 패션 산업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0%를 배출하고 있고, 물 소비량도 세계 두 번째이며, 

해양을 미세플라스틱으로 오염시키고 있다(McFall-

Johnsen, 2019). 매년 열 가지의 키워드로 패션 산업의 

행방을 예측하는 맥킨지(Mckinsey)의 보고서(The Sta-

te of Fashion)는 2020년 소비자의 변화(Consumer shi-

ft) 속 다섯 번째 키워드로 지속가능성 우선(Sustaina-

bility First)을 뽑으면서, 패션 산업이 환경 문제나 지

속가능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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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비

판하였다(Amed et al., 2019). 맥킨지는 이 지속가능성

에 대해 다루었는데, 파타고니아(Patagonia)의 사례를 

통해 업사이클링(upcycling) 기법을 심층적으로 다루

었다. 업사이클 패션이란 버려지는 재료를 새로운 고

부가가치 패션 상품으로 재창출하는 것으로, 이는 단

순한 소비재의 재활용을 넘어서서 지속가능성 패션

의 새로운 제품 전략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업사이

클링은 새로운 패션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로 인해 발

생하는 많은 양의 섬유 폐기물을 활용하는 방법 중 하

나로, 디자이너들이 이를 활용하는 기술과 기법을 의

미한다(Han et al., 2017).

업사이클 패션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여성 의류에서 

업사이클링 행동을 유형화한 연구(Janigo et al., 2017), 

디자인 및 생산 과정의 산업적 측면에 관한 연구(Han 

et al., 2017), 그리고 실무적 디자인 기법과 사례를 제

공한 연구(ÇİNİ, 2019)가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각각의 측면에서 업사이클 패션을 다루었지만, 산업

에서 발생하는 섬유 폐기물에 대한 고찰과 이를 패션

과 관련하여 접목시킬 수 있는 기법에 대한 고찰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업사이클 패션 디자인을 브랜드화한 사

례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되, 그 분석의 내용은 섬유 재료와 기법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 분석의 세부적인 기준으로는, 재료의 

경우, Domina and Koch(1997)의 연구를 기준으로, 포

스트-프로듀서(post-producer), 프리-컨수머(pre-con-

sumer), 그리고 포스트-컨수머(post-consumer)의 3가

지 유형을, 그리고 업사이클링 기법의 경우, 리디자이

닝(redesigning), 리컨스트럭션(reconstruction), 그리고 

핸드크래프팅(handcrafting)이라는 3가지 유형을 사용

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업사이클 패션 디자인 

과정에서 고부가가치 상품을 창출할 수 있는 7가지 

업사이클 패션 디자인 유형을 도출할 수 있었다. 도

출된 유형을 살펴보면, 업사이클 패션 제품의 고급

화, 지속가능한 그런지 룩 구현, 재고 상품의 고부가

가치화, 재생 빈티지 의류의 상품화, 공예 예술로써 

가치상승, 불량 의류에 대한 해법, 그리고 섬유 폐기

물의 제로 웨이스트화의 7가지로, 이러한 특성들은 

업사이클 패션 디자인에 있어 유용한 전략으로 사용

될 수 있을 것으로 논의되었다.

본 연구는 패션 산업의 생산, 유통 및 판매, 그리고 

소비 과정에서 생겨나는 섬유 폐기물에 관하여 그 특

성을 분석해 봄으로써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

는 방안을 연구하고, 아울러 이에 따르는 한계점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업사이클 

패션 디자이너가 우선 재료의 재생산성을 평가한 후 

이 재료에 적절한 효율적인 기법을 선택하도록 업사

이클 패션 디자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패션 브랜드들의 디자인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는 것

은 물론, 지속가능 패션 디자이너가 비용과 에너지

가 소모되는 화학적 재활용이라는 방식이 아닌 효율

적인 업사이클 패션 디자인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의

의가 있다. 아울러, 재료별 및 기법별로 유형화된 업

사이클 패션 사례들은 업사이클 제품의 설계 시 유용

한 자료가 된다는 실무적 의의도 지닐 것이다. 또한,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와 논의를 활용하여 소비자

에게 섬유 폐기물을 활용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고취

한다면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섬유 폐기

물의 감소는 물론 지속가능한 패션 제품 산업의 성장

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II. 이론적배경

1.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업사이클 디자인

(upcycle design)

친환경적 디자인을 다루는 개념에서 지속가능성

은 복합적이고 거시적인 개념으로, 사회 · 환경 · 윤

리와 책임의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것을 의미한다

(Kook, 2014). 1960년대 미국과 유럽의 사회 문화 운

동과 더불어 패션에 있어서도 지속가능성이라는 개

념이 도입되었지만, 이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시작된 것은 1990년대로, 이 시기에 패션 기업의 사회

적 책임을 체계적으로 명시한 지속가능성 플랫폼과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규정의 확립이 

이루어 졌다(Thomas, 2020).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이 산업을 잠식하였으며, 이

에 따르는 생산 과정과 환경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

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성 패션에 대한 수요는 활성화

되기 시작하였다(Yoo, 2012).

그러나 여전히 글로벌 패션 산업은 전체 미세플라

스틱 발생의 20~35%를 차지하고 있다(Amed et al., 

2019). 쉽게 구매하고 쉽게 버리는 의생활 방식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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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해결 방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McFall-Johnsen(2019)에 따르면, 

소비자는 2014년에 2000년보다 60% 더 많은 옷을 샀

다. 또한, 매년 직물의 85%가 쓰레기장에 배출되며, 

특정 종류의 섬유는 세탁 중 수천 조각의 미세플라스

틱을 발생시킨다. 소비자들의 친환경 제품에 대한 

윤리적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 사이의 갭을 연구한 Wi-

ederhold and Martinez(2018)에 의하면, 소비자들의 이

러한 모순된 행동 양상에 대한 이유로는 가격(price) 

·투명성(transparency) · 심미성(image) · 유용성의 부

재(lack of availability) · 무력감(inertia) · 소비 습관(con-

sumption habits) · 지식의 부재(lack of knowlegde)의 

7가지라고 하였다. 또한 Koo and Ma(2019)는 소비자

의 친환경적 태도가 패션 소비 행동과 크게 관련이 없

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소비자가 지속가능성에 대

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과 산업 구조를 잠식하고 있는 패스트 패션의 구

입 습관을 버리기 쉽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업사이클 디자인이란 리너 필츠(Reiner Pilz)가 1994년

에 처음 도입한 개념으로 소비재를 단순히 재활용하

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변형을 가하여 기능적, 미적

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을 의미한다(Pilz, 

as cited in Shim et al., 2018). 업사이클링은 소비되어 

버려지는 단계에 놓인 제품을 버리지 않고 주기적 순

환 체계로 돌아오게 만드는 방법으로, 버려지는 제품

을 다운그레이드(downgrade) 하거나 제한(reduction)

하는 리사이클링과 달리, 새로운 가치를 부여함으로

써 디자이너에게 무한한 창의적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Gwilt, 2014). 유럽 시장에서 업사이클 패션 브랜

드들은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폐천

막을 가방으로 업사이클링하여 상업적인 성공을 거

둔 프라이탁(Freitag), 핀란드의 대표적인 업사이클 브

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글로브 호프(Globe Hope), 

그리고 폐비닐을 가방으로 업사이클링한 에코이스

트(Ecoist)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2. 섬유 폐기물과 재활용

본 연구는 Wang(2010)의 섬유 폐기물의 재활용의 

네 단계 과정에서 업사이클링의 단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되, 화학적 재활용 기법보다 경제적이며 환경

적인 재활용 방안으로서의 업사이클링을 고찰해 보

고자한다. 

또한, Domina and Koch(1997)의 섬유 폐기물의 라

이프서클(lifecircle)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업사이클 패션 디자인의 섬유 재료를 크게 세 가지 

유형, 즉, 포스트-프로듀서 폐기물(post-producer waste), 

프리-컨수머 폐기물(pre-consumer waste), 그리고 포

스트-컨수머 폐기물(post-consumer waste)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포스트-프로듀서 폐기물은 생산 과정

에서 생산자로부터 야기되는 것, 프리-컨수머 폐기

물은 소비 환경으로부터 야기되는 것, 그리고 포스

트-컨수머 폐기물은 대중으로부터 야기되는 것을 의

미한다(Domina & Koch, 1997). 

1) 재활용 단계와 업사이클링

Wang(2010)은 섬유 폐기물의 재활용의 수순을 아

래와 같은 네 가지의 단계로 나누었다(Table 1). 

첫 번째 단계는 섬유 폐기물의 단순한 재사용이

다. 예를 들어, 원단이나 원사 형태의 포스트-프로듀

서 폐기물을 업사이클링하는 것은 자원의 단순한 재

사용이기에 재활용의 1단계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로는 포스트-컨수머 제품을 유용한 

재료로 변환시키는 것, 즉, 섬유 폐기물의 기계적 재

활용을 의미한다. 초창기의 기계적 재활용은 1813년 

베틀리(Batley) 제분소, 그리고 베냐민 로(Benjamin 

Law)라는 이름의 옷가게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낡은 스웨터와 스카프였던 찢어진 모직 누더기에서 

나온 잔여 원사를 비틀고 당기는 방식으로 새로운 원

단을 생산했다(Shell, 2014). Muthu(2018)에 의하면, 

현대의 기계적 재활용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

진다. 폐기된 섬유는 해체되어 작은 단위로 잘라진

다. 그런 다음 회전하는 드럼(drum)을 통해 가넷팅

(garneting)이라고 알려진 분해 작업을 진행한다. 이

렇게 해체된 원사에 대해서는 길이, 정밀도, 품질, 폴

리머 및 쉐딩(shading)의 품질을 기준으로 삼아 해당 

원사에 대해 가장 적합한 용도를 결정하게 된다. 프

리-컨수머와 포스트-프로듀서 폐기물은 원사를 리

스펀(respun)할 수 있으며, 다시 직조된 섬유는 다양

한 제품으로 재활용이 된다. 중간 정도의 품질을 가

진 섬유는 물티슈 및 보충제로 재활용이 되며, 저품

질 섬유는 펠트류나, 자동차 방음과 같은 다른 구조

물의 보강재로 활용이 된다. 

세 번째 단계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연료로 변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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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것, 즉, 화학적 재활용을 의미한다. 화학적 재활

용의 대표적인 섬유는 폴리에스테르(polyester)로, 

섬유 시장에서 가장 흔한 합성 섬유인 폴리에스테

르, 폴리아미드(polyamide), 그리고 폴리올레핀(poly-

olefin)은 화학적 재활용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는 폐기물을 에너지로 전

환시키기 위해 소각하는 방법이다. 이 단계는 섬유 

폐기물이 고체 연료로 사용되는 것이기에 상품으로

서의 가치는 소멸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업사이클링은 Wang(2010)의 네 단

계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의 섬유 재활용을 다룬 

것으로, 기계적 혹은 물리적 힘을 사용하여 섬유 폐

기물을 패션 재료로 변환시키고자 하는 점에 연구의 

중점을 두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버려질 위기에 처

해있는 과잉 공급 폐기물을 재사용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에 해당이 되고, 제품 형태의 프리-컨수머 폐기

물이나 포스트-컨수머 폐기물을 기계적으로 재활용

하는 것은 두 번째 단계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섬유 

폐기물의 기계적, 화학적 그리고 생물학적 가공을 

통해 재활용의 과정은 일정량의 에너지를 소비함은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일부 폐기물은 부득이하게 공

기, 물, 그리고 토양으로 배출이 된다(Wang, 2010). 또

한, 세 번째 단계의 재활용 방식인 화학적 재활용은 

기계적 방법이나 용해 방법에 비해 경제성이 없으며

(Hawley, 2006), 더 많은 공정과 높은 투자 자본을 요

하기에 상당부분의 생산자들은 기계적 선택을 선호

한다(Muthu, 2018). 이런 제반 여건을 볼 때, 업사이

클링 기법은 경제성이 낮은 화학적 재활용보다 실용

성이 높기에 주목의 필요성이 있다.

2) 단계별 섬유 폐기물에 대한 고찰

포스트-프로듀서 폐기물은 섬유(fiber), 원사(yarn), 

그리고 난단(fabric scraps) 혹은 재단 후 남은 섬유 폐

기물의 형태로 나타나며, 섬유, 원단, 그리고 의류 제

작 환경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지칭한다(Domina & 

Koch, 1997). 이러한 섬유 폐기물은 생산 과정에서 생

겨나는 불가피한 발생물로 여겨졌으며, 고체 연료화 

혹은 소각되어 버려졌고, 이 중 일부만 재활용 섬유 

생산자에 전달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발표에 따르면

(Cernansky, 2020b), 생산 체계의 비효율성 혹은 설계

의 미흡으로 인해 원재료 자체가 재고가 되는 경우 또

한 공공연하게 일어난다. 패트릭 로빈슨(Patrick Ro-

binson)이 설립한 뉴욕 레이블 파스코(Paskho)는 의류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소진시킨다는 목표로 

설립되었는데, 이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해 새 직물보

다 20~38% 저렴한 가격으로 원자재를 취하는 것이 

가능해졌다(Cernansky, 2020b). 또한, 파스코의 소재

를 남녀 트레블 웨어 등 스포츠 의류의 브랜드가 사

용할 경우, 지속가능한 섬유 인증 제도인 블루사인

(Bluesign)의 승인을 받아 지속가능성 소재라는 인증

을 받을 수 있다.

Domina and Koch(1997)에 의하면, 프리-컨수머 폐

기물은 팔리지 않는 재화라는 상황에서 야기된다. 

이러한 폐기물은 지금까지는 직영 아울렛이나 대형 

할인점으로 소매 환경을 바꾸거나, 2차 소매업자에

게 전달되거나, 혹은 비영리단체에 기부되는 수순을 

밟았다. 그러나, 최근 패스트 패션 환경에서 프리-컨

수머 폐기물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야기된다. 

첫 번째는 소매 환경에서 판매되지 않고 재고로 남아 

궁극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채 제품의 생명주기를 완

전히 상실하는 경우이다. 압도적인 생산 물량을 공

급하는 패스트 패션 환경에서는 소매 환경을 바꾼다 

해도 소비자에게 절대 팔리지 않는 상품, 즉, 데드스

톡(deadstock)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Cernansky, 

2020b). 이러한 과잉 생산을 촉진하는 근본적인 이유

는 재고 부족이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인 매출 손실

에 대한 위험부담이다. 버버리(Burberry)는 2017년 

3,700만 달러어치의 초과 제품을 태웠다는 이유로 

Stage in textile recycling Recycling stage

Primary Recycling materials from industries Reusing resource

Secondary Conversion of post-consumer product into useful material Mechanical recycling

Tertiary Conversion of plastic wastes into fuels Chemical recycling

Quaternary Burning waste as a method of recovering the fixed energy n/a

Textile recycling stages adapted from Wang, as cited in Muthu (2018). p. 10.

Table 1. Textile recycling s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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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의 공분을 샀다. 이처럼 H&M, 나이키, 루이비통 

등과 같은 다수의 브랜드가 재고 처리를 위한 세일이

나 프로모션이 불러올 브랜드 가치의 하락 위험을 피

하기 위해 그들의 과잉 생산된 제품을 소각했다. 두 

번째 경우는 SPA브랜드의 대량 생산 체계에서 야기 

되는 것으로, 갑작스러운 외부 환경으로 인해 주문

이 취소되거나 생산 자재의 오계산으로 인해 원자재

가 남는 경우이다(Cernansky, 2020b). 또한, 최근 코로

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인한 의류 소매 

환경의 변화로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의 주문 취소가 

발생했는데, 방글라데시 의류 제조업체 및 수출자 

협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약 1,100개 공급업체

의 15억 달러어치의 의류 제품 주문이 취소되었고, 

20억 달러어치는 제동이 걸렸다(Cernansky, 2020a). 

이러한 대형 SPA브랜드들의 일방적인 주문 취소는 

선적 지연으로 인한 대금 지급 지연, 장기 보관으로 

인한 유지 비용 등과 같은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야

기하면서, 글로벌 소싱(global sourcing)의 취약성을 드

러내고 있다.

포스트-컨수머 폐기물은 재활용 재료로 사용되어, 

대규모 판촉행사, 재판매, 위탁상점에 위임되는 부분 

이외의 대부분 물량은 비영리 단체에 기부된다(Do-

mina & Koch, 1997). 이 포스트-컨수머 폐기물은 의류 

업체의 다양한 지속가능성 프로그램에 의해 수거되

고 있다. H&M Group은 2019년 한해, 2018년 대비 

40% 증가한 29,005톤의 의류를 수집함으로써 연간 

25,000톤 이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 모회사가 소

유한 대부분의 브랜드에서 소비자에게 의류 수거 혜

택을 제공하며, 2019년에는 재사용과 재활용을 위해 

약 1억 4천 5백만 톤의 의류를 수집했다. 2013년부터 

의류 전문 기업인 아이코(I:CO)와 협업하여, 수집된 

물품의 절반 이상을 중고로 재사용하고, 나머지는 새

로운 섬유나 단열재로 재활용했다(H&M Group, 2019). 

또한, Hawley(2006)에 따르면, 포스트-컨수머 폐기

물은 비슷한 용도로 재사용, 청소도구로써 사용, 오픈 

재활용(open recycling), 그리고 연료화(incineration)

라는 4가지의 재활용 수순을 밟는다.

3. 업사이클링 기법에 대한 고찰

업사이클링 기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매립

지로 가야할 처지에 놓인 섬유 폐기물을 재평가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서술된다(Binotto & Payne, 2017). 

또한, 프리-컨수머, 포스트 컨수머 폐기물을 업사이

클링하는 것은 소비재의 잠재성이나 이미 만들어진 

것 안에 존재하는 내부 에너지(Fletcher & Grose, 2012)

를 이용하는 것으로, 의류 디자인에서의 업사이클링

은 새로움(novel)과 매력적임(appealing), 그리고 눈

에 뜨일만한 미적 변화를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Janigo et al., 2017). 이러한 업사이클 패션 디자인의 

기법은 크게 리디자이닝(redesigning), 리컨스트럭션

(reconstruction) 그리고 핸드크래프팅(handcrafting)

의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리디자이닝(redesigning)

리디자이닝 기법은 섬유 폐기물 혹은 산업 폐기물

을 물리적 가공을 통해 변형하는 기법으로, 일반적

인 재단-봉제-완성의 과정을 거친다. 이 테크닉은 리

컨스트럭션이나, 핸드크래프팅과는 달리, 재단되어 

상품화되는 과정이 일반적인 생산 과정과 다르지 않

다. 리디자이닝 기법에서 취할 수 있는 재료의 형태는 

원사나 원단의 형태이며, 디자인 과정에서 가장 큰 

단위의 섬유 폐기물에 해당된다. 원사 형태의 재료인 

경우, 대량 생산에서 사용되는 직조나 니팅 방식을 모

두 취할 수 있다. 원단의 형태일 경우, 테일러링(tailo-

ring), 컷 앤 쏘우(cut & sew), 본딩(bonding) 등의 방식

을 사용할 수 있다. 리디자이닝 기법은 왕의 4가지 재

활용 단계 중에서 자원을 재사용하는 첫 번째 단계에 

해당된다. 리디자이닝 기법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

는 크리스토퍼 래번(Christopher Raeburn)은 원단의 

난단을 수집 및 재사용하는 과정을 통해, 소량 제작의 

개성적 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Raeburn, n.d.).

2) 리컨스트럭션(reconctruction)

리컨스트럭션이란 의류 형태의 제품을 해체 및 재

구성하는 기법을 지칭하는데(Redress Design Award, 

2015), 이는 업사이클링의 한 형태로, 이전에 입었던 

의복이나 미리 만들어진 완제품인 폐기물로 새 옷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먼저 의복을 해체한 후

에 새로운 설계로 재구성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러한 

리컨스트럭션 기법의 핵심은 기존의 재료를 해체는 

하되 기존의 조형을 일부 유지하면서 프레임 자체는 

변형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밀크(MILCH)는 오스

트리아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패션브랜드로 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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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프리실라 바움가트너(Cloed Priscilla Baumgartner)

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그녀는 �Redress Design Award�

와의 인터뷰를 통해, ‘나에게 빈티지 의류는 일종의 

프레임이며, 나는 이 프레임 안에 이미 존재하는 모

든 세부 사항을 완전히 자유롭게 재구성할 수 있다

고 느낀다. 제한된 틀은 창의력의 폭발을 도우며, 의

류 패턴과 봉제에 대한 고급 기술을 배운 적이 없어서, 

리컨스트럭션 기법을 사용할 때, 다시 사용할 수 있

는 모든 버튼, 주머니, 그리고 지퍼에 매우 감사함을 

느낀다’라고 말한 바 있다(Redress Design Award, 2015). 

이처럼 리컨스트럭션 기법은 상대적으로 비숙련된 

재단 및 봉제 기술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이 리컨스트럭션 기법은 왕의 4가지 재활

용 단계의 두 번째 단계로 볼 수 있다.

3) 핸드크래프팅(handcrafting)

핸드크래프팅의 단어적 의미는 수공예로 행해지

는 모든 창작 과정으로 정의되지만, 본 연구에서 주

목한 핸드크래프팅 기법은 작은 단위의 섬유 폐기물 

재료 혹은 의류 제품을 대상으로, 해당 섬유의 조형

적 구성을 완전히 해체한 후 이를 수공예를 통해 새

로운 조형으로 구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핸드크래

프팅의 세부적인 기법에 대한 연구로는 업사이클링 

가방 디자인에서 소재별 기법을 고찰한 Wang(2014)

의 연구와, 원단 스와치를 퀼트 기법으로 접목하여 

패션 소품 제작을 시도한 Bae and Kang(2019)의 연구

가 있다. 이러한 수공예의 기법은 숙련된 작업자의 

창의성에서 발현되며, 업사이클링에서 연구가 된 핸

드크래프팅의 기법으로는 핸드-니팅(hand-knitting), 

핸드-위빙(hand-weaving) 그리고 퀼팅(quilting)이 있

다. 이러한 수공예 기법은 의복 조형 구성에 있어서 

실루엣과 형태를 표현하는 것보다는, 재료로 사용되

는 섬유의 표면(surface)을 다양한 텍스쳐로 만들어 

내는 과정으로 구체화되고 있으며, 창작자의 숙련도

와 창의성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Aakko and Koskennurmi-Sivonen(2013)의 연구에 따

르면, 핸드크래프팅은 매스 마켓(mass market)의 대량 

생산화에 적합하지 않는 기법일 수 있으나, 상품에 고

급성을 부가하고, 소비자의 감탄을 일으키며, 상징적

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핸드크래프팅 기법은 

왕의 4가지 재활용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볼 수 있

다.

III. 연구방법

1. 사례 분석의 기준

재료의 형태에 따라 접목될 수 있는 테크닉의 구

체적인 현황을 정리하면 <Fig. 1>과 같다. 원사의 형

태의 폐기물은 세 가지 단계에서 모두 발생하게 되는

데, 포스트-프로듀서 과정에서는 원단이나 원사 생

산 환경에서 발생하며, 프리-컨수머 과정에서는 팔

리지 않은 니트 의류로 발생이 된다. 또한 포스트-컨

수머 과정에서는 소비자에 의해 사용된 빈티지 의류

의 원사 형태로 발생되고 있다. 포스트-프로듀서 과

정에서 발생된 원사는 다시 니팅과 직조가 가능하기

에 리디자이닝 기법의 사용이 가능하며, 니팅된 원

사를 다시 풀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 프리-컨수머

와 포스트-컨수머 과정의 원사 폐기물은 핸드크래프

팅 기법의 접목이 가능하다.

난단의 형태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생산 과정에서

의 불량이나, 미적재의 이유로 포스트-프로듀서 과

정에서 야기되거나, 스톡 원단으로 팔리지 않아 남

게 된 재고 원단인 프리-컨수머 폐기물 그리고 커튼, 

식탁보처럼 일상생활에서 원단 단위로 사용되었던 

텍스타일 제품이 소비자의 사용 후에 버려지는 포스

트-컨수머 과정, 이처럼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

다. 난단 형태의 재료는 테일러링, 컷 앤 쏘우, 본딩과 

같은 기법과의 접목으로 리디자이닝이 되거나, 아주 

작은 형태로 해체 및 재구성되어 핸드크래프팅이 될 

수도 있다.

패션 제품 형태의 폐기물은 소비자의 소비 여부에 

따라 프리-컨수머와 포스트-컨수머 과정으로 나뉘

는데, 프리-컨수머 폐기물은 소비자에게 팔리지 못

한 데드스톡으로 인해 생겨나며, 포스트-컨수머 의

류는 소비자로부터 사용되고 버려진 빈티지 의류로 

발생한다. 이러한 제품 형태의 폐기물을 가장 효율

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은 리컨스트럭션이다. 

또한, 제품의 형태를 완전히 해체하고 재구성할 때

는 핸드크래프팅의 기법을 접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단위의 원단 스와치나 작

은 조각의 섬유 폐기물은 세 과정에서 모두 발생하게 

되는데, 포스트-프로듀서 과정에서는 원단 혹은 의

류 생산 과정에서 야기된 작은 단위의 섬유 폐기물이 

발생하고, 프리-컨수머 폐기물은 디자인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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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pplicable upcycling techniques per material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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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패브릭 스와치가 있다. 그리고, 포스트 컨

수머 폐기물은 헝겊, 행주와 같은 소비되고 버려진 

섬유 폐기물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작은 단위의 

섬유 폐기물은 핸드크래프팅을 통한 업사이클링 기

법만 접목이 가능하다.

2. 사례 연구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

본 연구는 구글을 통해 “업사이클링 패션(upcycling 

fashion)”, 그리고 “업사이클링 패션 디자이너(upcycl-

ing fashion designer)”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시행하되, 

2010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의 기사를 검색하여 

업사이클 패션의 사례를 수집하였다. 아울러, 업사이

클 패션 디자인 어워드인 리드레스 디자인 어워드(Re-

dress Design Award)의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파이

널리스의 작품 사례와 친환경 패션 관련 전문 서적에 

나온 디자이너 사례들을 추가적으로 고찰하였다. 사

례 수집을 통해 분석된 브랜드 및 독립 디자이너는 총 

100개로, 485장의 사진 자료가 수집되었다. 이 사진들 

중 비섬유인 비닐, 종이, 금속류 등을 업사이클링한 

22개의 사례는 제외한 후, 나머지 섬유 폐기물 기반 사

례인 463장의 사진 사례를 재료별 기법으로 나누되, 

총 7가지의 사례 유형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취합

된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는 <Table 2>와 같다.

No. Brands and designers No. Brands and designers No. Brands and designers No. Brands and designers

1 Abby Gaskin 26 Elvis & Kresse 51 Keep & Share 76 Nanluoguxiang

2 Adhesif Clothing 27 Emma Williamson 52 Keith Chan 77 Nicola Smith

3 Andrea da Costa 28 Esther Lui 53 Kevin Germanier 78 Paisley Park

4 Anna Schuster 29 Eva Zingoni 54 Kdon 79 Parrom

5 Antiform 30 Fade out 55 Kitty Ferreira 80 Patagonia 

6 Amandah Andersson 31 Feuerwear 56 Kirstine Marie Hansen 81 Patrycija Guzik 

7 Alabama Chanin 32 Freitag 57 Laurensia Salim 82 Penduka 

8 Alchemy Goods 33 From Somewhere 58 Leeyoung Soo 83 Petit H

9 Article 22 34 Geoffrey B-small 59 Lu Flux 84 Queenie and Ted

10 Atelier & Repairs 35 Globe Hope 60 Lia Kassif 85 Reet Aus

11 Benthany Williams 36 Good Krama 61 Libby Woodhams 86 Recode

12 Benu Berlin by Karen 37 Greg Lauren 62 Liora Lassale 87 Renascita

13 Brandy Nicole Easter 38 Green Guru Gear 63 Looptworks 88 Sarah Jane Fergusson 

14 By Walid 39 Hetty Rose 64 Louise de Testa 89 Seal

15 Carina Roca Portella 40 Hicycle 65 Maddie Williams 90 Smateria 

16 Cath Javis 41 I was Sari 66 Maharishi 91 Soulmate Socks

17 Chan Meiyan 42 Jane Milburn 67 Martina Spetlova 92 Tess Whitfort

18 Christopher Raeburn 43 Jesse Lee 68 Mariana Kirova 93 Tien Chun Tsai

19 Claire Dartigues 44
Jennifer Whitty and 

Holly McQuilan
69 Marron Rouge 94 Terracycle

20 Cora Bellotto 45 Julia English 70 MILCH 95 Victim Fashion Street

21 Cyclus 46 Julie Hillier 71 Modeco 96 Victor Chu

22 Damini Mitai 47 Junky Styling 72 Momaboma 97 Vivienne Poon

23 Ecoist 48 Karlenswiss 73 Monsoon Vermont 98 Weiyu Huang

24 Elina Priha 49 Kate Fletcher 74 Moriah Ardila 99 Wister Tsang

25 Elizabeth Kingston 50 Kate Morris 75 Natalie Tzur 100 Zero Waste Daniel

Table 2. Upcycle fashion brands and desig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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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과및논의

1. 유형별 사례 분석의 결과 및 논의

1) 포스트-프로듀서 폐기물 기반의 리디자이닝

포스트-프로듀서 폐기물 기반의 업사이클링 유형, 

<Table 3>은 일반적 의복의 제작이나 생산 과정인 재

단-봉제-완성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산업 현장에서 

버려진 잉여 원사와 원단을 원재료로 한다. 이의 대

표적인 사례로는 잉여 의류 섬유 및 비의류 섬유를 사

용하여 스포티한 남성복을 선보이고 있는 크리스토

퍼 래번, <Fig. 2>를 들 수 있다. 영국의 주목할 만한 

업사이클 패션 디자이너로 떠오른 그는 밀리터리 혹

은 기능성 아웃도어 섬유를 깔끔하고 모던한 커팅과 

접목시키고 있다(Raeburn, n.d.). 또한 <Fig. 3>에서와 

같이, 2014년 리드레스 디자인 어워드에 참가한 아만

다 안데르손(Amandah Andersson)은 산업 잉여물로 생

겨난 고급스러운 직물에 디지털 프린트 기법을 접목

하여 고급스러운 여성복을 선보였다(Redress Design 

Award, n.d.-a). 이 유형의 기법적인 측면은 일반 패션 

제품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제작의 가장 중요한 핵

심은 재료의 공급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특정 

산업 환경의 재료를 전략적으로 공급받는 경우, 업사

이클링을 통해서 매우 하이-엔드(high-end)적인 조형

의 구축이 가능한데, <Fig. 4>의 에바 징고니(Eva Zin-

goni)는 ‘지속가능한 쿠튀르(courture)’를 추구하는데, 

파리의 럭셔리 패션 하우스에서 공급되는 고품질의 

원단을 믹스 앤 매치(mix & match)함으로써 업사이클

링 기법의 고급화를 추구한다(Eco Fashion Talk, 2012a). 

하지만, 이렇게 수집된 고품질의 재료는 한정된 수량

으로 추가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정된 제품군

만 생산이 된다. 따라서 이 유형의 사례는 소량 생산

으로 인한 공임비용의 상승으로 인해 제품 가격의 상

승을 피할 수 없다. 재료의 한정성으로 인한 단점을 

홍보나 유통의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브랜

드로는 제프리 비. 스몰(Geo-ffrey B. Small)을 들 수 있

다(Fig. 5). 1976년 보스턴(Boston)에서 처음 사업을 시

작한 스몰은 기존의 패션 체계에 반기를 들면서, 자신

의 250킬로미터 반경 내의 장인들과의 연대를 통한 

엄격한 지역주의 생산을 표방하고, 슬로우 패션(slow 

fashion)의 럭셔리화를 추구하고 있다(Ahmed, 2016). 

이처럼 장인정신과 테일러링에 기반하는 소량 생산

이 업사이클링과 접목이 되면서, 단점으로 여겨졌던 

재료의 한정성은 특별함(exclusivity)으로 재해석되었

고, 지속가능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고품질의 고급 

브랜드가 탄생하게 되었다. 재료의 한정성과 수집 과

정의 비용을 고려할 때 고급스러운 테일러링을 접목

하고, 높은 가격을 책정한다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포스트-컨수머 폐기물 기반의 리디자이닝

포스트 컨수머 폐기물을 기반으로 하는 업사이클

링 유형, <Table 3>은 일반적인 의복의 제작 과정을 취

하지만, 소비자에 의해 사용된 제품을 세탁 과정을 거

치도록 한 후 재단이 가능한 큰 단위의 섬유 폐기물

을 재료로 사용한다. 예를 들면, 핀란드의 섬유 예술가 

엘리나 프리하(Elina Priha), <Fig. 6>은 재활용 데님 원

단을 업사이클링하여 다양한 텍스쳐의 데님을 혼합

해 비대칭적이고 컨템퍼러리한 스트리트웨어를 선보

이고 있다. 또한, <Fig. 7>에서 보면, 2019년 리드레스 

디자인 어워드에서 준우승인 멘토링(mentoring)상을 

수상한 카리나 로카 포르텔라(Carina Roca Portella)는 

남은 원단과 쓰레기, 그리고 수명이 다한 레스토랑 

냅킨과 테이블 보를 재활용하여 페인팅하고 드레이

퍼리를 만들어내는 방식의 리디자이닝을 하였다(Re-

dress Design Award, 2019; Redress Design Award, n.d.-b). 

<Fig. 8>에서 그렉 로렌(Greg Lauren)은 군용 텐트와 직

물, 담요, 데님, 낙하산과 같이 내구성이 좋아 소비 이

후에도 내구성과 견뢰도가 높은 직물을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유목민을 연상시키는 스타일리시(stylish)한 

브랜드를 제시하고 있다(Mower, 2020a). 로렌은 먼저 

2~3인의 팀을 구성하여 군용 텐트에서 원단, 지퍼, 단

추, 스냅, 버튼 등을 해체한 후 직물을 재단 가능한 상

태로 조합한다. 이 브랜드는 8,000여개의 군용 텐트

를 재활용하는데, 40파운드마다 13야드의 원단을 재

사용하고 있다. <Fig. 9>의 컬렉션은 베를린의 거리

에서 수집된 현수막을 활용하여 만들어졌다(FADE 

OUT Label, 2020). 이 유형의 사례에서는 디자이너가 

도시에서 버려지는 쓰레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적극

적으로 재활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재료를 

수집하여 새로운 제품을 창작하기 위해서 분리 · 세

척 ·강화와 같은 여러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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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리-컨수머 폐기물 기반의 리컨스트럭션

프리-컨수머 폐기물 기반의 리컨스트럭션, <Table 

4>는 기성복 상태인 원재료를 해체 및 재구성하는

데, 이 유형의 재료로는 판매가 되지 못하고 잉여물

이 된 기성복 혹은 산업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Fig. 10>–<Fig. 11>의 래코드는 판매되지 못한 

본사의 재고 의류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유니크한 조형을 구축하여(Park, 2016) 새로운 고급 

패션 브랜드를 제시함으로써, 재고 의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유사한 사례의 또 다른 브

랜드로는 파타고니아가 있는데, 원 웨어(Worn Wear) 

프로젝트를 통해(Patagonia, n.d.) 본사의 재고를 리컨

스트럭션한 제품을 선보였다(Fig. 12)–(Fig. 13). 이 

유형에서 보이는 브랜드적 특성은 규모가 큰 모기업

이 재료로 사용하도록 다양한 재고를 다량으로 제공

할 때 효과적인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Park

(2016)에 따르면 래코드의 제품 제작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재고 상품 중 업사이클링을 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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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

Adapted from

Outi Les Pyy

(n.d.). 

https://outilespyy.com

Fig. 7. Carina Roca 

Portella, <Up-cycled 

from restaurant napkins 

and tablecloths, the 

graphic collection>, 

2019.

Adapted from Redress 

Design Award (2019). 

https://www.

redressdesignaward.com

Fig. 8. Greg Lauren, 

<FALL 2020 

MENSWEAR: Greg 

Lauren>, n.d.

Adapted from Mower 

(2020b). 

https://www.vogue.com

Fig. 9. Fade out, 

<KOTTI Kapsule 

Kollection>, 2020.

Adapted from

FADE OUT Label

(2020).

https://www.

facebook.com

Table 3. Cases of redesig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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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선별하고, 둘째, 디자인 콘셉트를 토대로 프로

토타입을 제작한 뒤, 셋째, 확정된 프로토타입에 따

라 나머지 재고 상품을 해체하고 생산하는 작업을 거

친다. 마지막으로, 한정판을 뜻하는 숫자 라벨을 부

착하면 하나의 상품으로 탄생되는데, 이 과정 중 가

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공정은 세 번째 과정으로, 기

존의 상품을 해체하는 이 과정은 수작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 유형에서 해체 과정의 어려움은 파타

고니아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디렉터 알렉스 

크리머(Alex Kremer)는, ‘일반 롤 상태에서 제작되는 

패션 제품보다 업사이클링 패션 제품이 훨씬 더 어려

운 공정을 거친다’고 인터뷰한 바 있다(Amed et al., 

2019).

이처럼 해당 유형에서는 선 생산, 후 판매 시스템

에서 팔리지 못해 생겨나는 프리-컨수머 폐기물이 

부분적으로 해체 및 재구성되어 리컨스트럭션되고 

있었다. 프리-컨수머 폐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브

랜드들은 거대 모기업에서 발생하는 재고 의류로부

터 재료를 획득하고 있는 기업도 관찰이 되었다.

4) 포스트-컨수머 폐기물 기반의 리컨스트럭션

포스트-컨수머 폐기물 기반의 리컨스트럭션 유형, 

<Table 4>는 이미 사용되고 버려진 기성복을 세척하

고 해체 및 재구성하여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내는 과

정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아틀리에 & 리페어(Atelier 

& Repair)는 빈티지 의류를 수거하여 세척한 후 자체

적인 공방 내에서 새로운 디테일을 가미한 새로운 제

품을 생산하고 있다(Fig. 14). 설립자 마우리지오 도날

디(Maurizio Donaldi)는 빈티지 의류 수집 과정은 어

렵지 않다고 인터뷰한 바 있는데, ‘연간 1,500억 개의 

패션 제품이 생산되며 지구의 인구가 70억인 경우, 

1년에 1인이 소비하는 의류가 22벌 정도인데, 그 중 

1/3만 수집된다 하더라도 재료는 많고, 남은 잉여 원

단을 찾는 것도 아주 쉽다’고 하였다(Berlinger, 2019). 

그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미국, 프랑스, 일

본, 아프리카 등을 여행하며 중고 의류를 수집하고 있

다. 또한 <Fig. 15>에서와 같이, 아데시프 클로딩(Ad-

hesif Clothing)은 2003년부터 매립지에 버려질 위기

에 처해 있는 빈티지 의류를 수거하여 리폼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Art Market Art & Craft Sale, 2017). 이 

유형의 사례들은 기존 제품의 조형을 최대한 유지하

면서 프린트, 자수 등의 디테일을 부가함으로써 빈티

지 의류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

였다. <Fig. 16>의 사례는 밀크의 작품으로, 오스트리

아 비엔나(Vienna)를 기반으로 하는 업사이클링 패션 

브랜드이다. 주로 남성용 정장바지 혹은 비즈니스 셔

츠와 청바지를 리컨스트럭션하는 옷을 선보이는데, 

이 사례에서는 다양한 셔츠를 믹스하는 새로운 조형

을 보여주고 있다. <Fig. 17>은 2000년 메이휘 류(Mei-

hui Liu)가 중고 의류와 빈티지 직물로 만든 랩스커트

와 밴디지(bandage) 상의를 선보이면서 시작한 브랜

드인 빅팀 패션 스트리트(Victim Fashion Street)의 제

품이다. 그녀는 빅토리아 시대의 레이스와 프릴로부

터 받은 영감을 손바느질과 조각을 통하여 작품으로 

재구성하는데, 로맨틱한 스트리트웨어를 추구하고 

있다(Not Just a Label, n.d.). 이 유형의 사례에서는 빈

티지 의류를 수집하여 분리하고 세척하는 과정이 핵

심으로, 재생산성이 높은 양질의 재료를 선택하는 것

이 중요한 요소임이 관찰되었다.

5) 포스트-프로듀서 폐기물 기반의 핸드크래프팅

포스트-프로듀서 폐기물 기반의 핸드크래프팅 유

형, <Table 5>는 가장 단위가 작은 잉여 재료를 수공

예 기법을 통해 만들어 내는 과정을 의미한다. 원재

료는 산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원사나 작은 섬유 조각

인데, 매 시즌 발생하는 다양한 패브릭 스와치도 사

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면, 셀러브리

티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제로 웨이스트 다니엘의 디자

이너 다니엘 실버스타인(Daniel Silverstein), <Fig. 18>

은 작은 단위의 잉여되고 버려진 패브릭 스와치에 그

래피티나 그래픽 디자인을 연상시키는 패치워크를 

부가하여 감각적인 스트리트웨어를 선보이고 있다

(Zero Waste Daniel, n.d.). 이러한 기법은 <Fig. 19>의 

사례인 매디 윌리엄스(Maddie Williams)에게서도 나

타나고 있다. 그녀는 2019년 리드레스 디자인 어워드

에서 꼬기, 엮기, 패치워크와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원단 조각을 핸드크래프팅한 작품을 선보였다(Re-

dress Design Award, n.d.-d). 이러한 원단 조각의 재활

용 방식은 높은 부가가치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Fig. 20>은 케빈 제르마니에(Kevin Germanier)의 작

품으로, 2015년 에코시크 디자인 어워드(EcoChic De-

sign Award)에서 버려진 구슬과 화려한 디테일의 포

일 원단을 사용하는 방식의 이 작품으로 그는 우승을 

하였다. 제르마니에는 공장, 창고, 그리고 시장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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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니면서 버려진 원단을 구하거나 소각장으로 향

하는 폐기물을 수거한다(House of Switzeland, 2020). 

그는 아주 작은 단위의 재료도 수공예로 스티치 혹은 

접착을 함으로써 화려한 조형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유형의 사례에서는 언급된 다양한 크기와 종류

의 포스트-컨수머 폐기물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난

단은 단위가 큰 섬유 폐기물은 물론 재단 후 발생하

는 섬유 조각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Kim(2013)에 따르면, 서울 봉제 공장에서 생산 과정 

중 부득이하게 배출되는 원단 조각은 하루 평균 400톤, 

그리고 연간은 14만 600톤에 달한다. 이 중 재활용이 

되는 양은 극히 미미하며, 50%는 소각되고, 20%는 

매립되며, 나머지는 생활쓰레기와 함께 배출된다. 원

단 조각의 재활용은 세 가지로 분리되는데 면 · 울 ·

Reconstruction

Pre-

consumer
Figures

Fig. 10. RE;CODE,

<Spring Summer 

2019>, n.d.

Adapted from 

RE;CODE (n.d.-a). 

http://www.

kolonmall.com

Fig. 11. RE;CODE,

<Back patched T-shirts 

(T-shirts+ Eco-bag 

SET)>, n.d.

Adapted from 

RE;CODE (n.d.-b). 

http://www.

kolonmall.com

Fig. 12. Patagonia, 

<Upcycled down 

jacket>, 2019.

Adapted from 

Rakestraw (2019). 

https://www.

fieldmag.com

Fig. 13. Patagonia, 

<Denim upcycled

bag>, 2019.

Adapted from 

Rakestraw (2019). 

https://www.

fieldmag.com

Post-

consumer
Figures

Fig. 14. Atelier & 

Repair, <The Camo 

Cargo Pant On LSD>, 

n.d.

Adapted from Atelier & 

Repairs (n.d.). https://

atelierandrepairs.com

Fig. 15. Adhesif 

Clothing, <Bing 

Bolero>, n.d.

Adapted from Adhesif 

Clothing Company (n.d.). 

https://adhesifclothing.com

Fig. 16. MILCH,

<The shirts dress>,

2011.

Adapted from Sark (2011). 

https://suitesculturelles.

wordpress.com/

Fig. 17. Victim Fashion 

Street, <The upcycled 

dress>, 2012.

Adapted from

Eco Fashion Talk (2012b).

http://www.

ecofashiontalk.com

Table 4. Cases of re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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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직은 A형, 나일론 ·털 · 시폰은 B형, 그리고 합포 ·

솜은 C형으로 배출된다. 이렇게 분리 배출된 원단 조

각 중 20~30%는 재생섬유로 사용되며, 70~80%는 고

형화 연료로 사용된다(Kim, 2013). 질이 좋아 재생섬

유로 사용이 되는 원단 조각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핸드크래프팅에 사용될 수 있으며, 고형화 연료로 소

각되어 다운그레이드되지 않고 업사이클링이 될 경

우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다시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6) 프리-컨수머 폐기물 기반의 핸드크래프팅

프리-컨수머 폐기물 기반의 핸드크래프팅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베누 베를린 바이 카렌(Benu Ber-

lin by Karen)을 들 수 있다(Fig. 21). 카렌 제슨(Karen 

Jessen)에 의해 탄생된 이 브랜드는 잉여되거나 손상

Handcrafting

Post-

producer
Figures

Fig. 18. Zero Waste Daniel, 

<The patchwork Jacket>, 2020.

Adapted from Zero Waste Daniel 

(2020).

https://www.instagram.com

Fig. 19. Maddie Williams, 

<Finale of Redress Award 

2019>, n.d.

Adapted from Luxiders (n.d.). 

https://luxiders.com

Fig. 20. Kevin Germanier, 

<Germanier's style by 

Alexandre Haefeli >, 2020.

Adapted from House

of Switzerland (2020). 

https://houseofswitzerland.org 

Pre-

consumer
Figures

Fig. 21. Benu Berlin Karen, 

<Dress from Redress Award 

2013>, 2014.

Adapted from The fashion foot 

(2014).

https://danafashion.wordpress.com

Fig. 22. Meet Patrycja Guzik, 

<Winner of the EcoChic Design 

Award 2016>, 2017.

Adapted from GreenStitched 

(2017).

https://greenstitched.com

Fig 23. Petit H, 

<The scarf-cardigan>, n.d.

Adapted from Hermes (n.d.). 

https://www.hermes.com

Post-

consumer
Figures

Fig. 24. I was a Sari, 

<Handcrafted earrings>, n.d.

Adapted from I was a Sari (n.d.-b). 

https://iwasasari.com

Fig. 25. Kate Morris,

<Facon Cardigan>, n.d.

Adapted from Redress Design 

Award (n.d.-c). https://

www.redressdesignaward.com

Fig. 26. Solmate Socks, 

<Carnation Knee Socks>, n.d.

Adapted from Solmate Socks (n.d.). 

https://solmatesocks.com 

Table 5. Cases of handcraf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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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티셔츠를 수거하여 매우 작은 단위로 자르고 해체

함으로써 완전히 다른 조형을 보여주고 있다. 같은 

기법을 사용하는 파트리샤 구지크(Patrycija Guzik)

는 손상된 직물이나 불량인 의류를 잘라 핸드-니팅 

기법을 통해 완전히 다른 니트웨어를 선보이고 있다

(Fig. 22)(Redress Design Award, n.d.-e). 이처럼 이 유

형에서 나타나는 사례는 손상된 직물이나 불량 의류

를 재료로 취할 때 전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기

업의 불량 제품을 해결하고자 에르메스(Hermes) 그룹

은 쁘띠 아쉬(Petit H) 라인을 선보이고 있는데, <Fig. 

23>은 부득이하게 발생한 불량 실크 스카프를 재구

성하여 만든 실크 가디건이다. 에르메스는 스카프 

이외에도, 타 공정에서 발생한 가죽 조각 쓰레기, 불

량 가죽 등을 활용하는 다양한 업사이클 패션 액세서

리를 선보이고 있다. 

이 사례 유형을 참고한다면, 의류 제품의 유통 및 

판매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게 되는 상품 가치

를 상실한 불량 의류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Korea Consumer 

Agency, as cited in Hyun, 2019), 의류 제품과 관련하

여 접수된 분쟁 6,357건 중에서 44.9%가 제조 불량 등 

제조 판매업자의 과실로 드러났으며, 나머지는 소비

자의 과실이 17.7%, 그리고 27.7%는 하자가 불량 수

준에 이르지 않거나 사용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낡은 

경우 등이었다. 이는 프리-컨수머 폐기물이 판매되

지 못한 재고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출고 과정 

중에 걸러지지 못하거나 때로는 유통 중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불량 제품이 되는 경우 소비자 분쟁에 휘말

릴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쟁 제품은 

상품적 가치가 있기는 하지만 판매는 불가능하기에 

프리-컨수머 폐기물에 속한다. 이 과정의 폐기물은 

완전히 해체한 후 재구성하면서 핸드크래프팅을 할 

경우 좋은 업사이클링 방식이 될 수 있다. 

7) 포스트-컨수머 폐기물 기반의 핸드크래프팅

포스트-컨수머 폐기물 유형은 각종 작은 유닛의 사

용된 섬유 폐기물이나 섬유 제품을 세척 및 강화 후 패

치워크, 엮기, 꼬기 기법과 같은 수공예 방식으로 새

로운 상품을 만들어 냄을 의미한다. <Fig. 24>의 아이 

워즈 어 사리(I was a Sari)의 사례는 인도의 여성용 전

통의상인 사리(Sari)를 업사이클링한 쥬얼리와 액세

서리를 보여준다(I was a Sari, n.d.-a.). 인도의 소외 계

층의 여성 장인의 독립을 위해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숙련된 장인의 섬세한 공예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액

세서리를 만들어 내면서, 습윤성으로 인한 위생적 거

부감, 섬유 내구성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면섬유의 

업사이클링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유형의 업사이클링에서 매우 돋보이는 기술은 

핸드-니팅이다. 니트 의류를 솔기없이 설계할 경우, 

원사는 물리적으로 완전히 해체될 수 있으며, 재생

산성이 좋을 경우에는 풀어서 완전히 다른 아이템으

로 전환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사례를 보

면, 폐기된 스웨터, 티셔츠, 양말 등은 세척 후 실을 

뽑아내 다시 니팅되면서 컬러풀하고 아름다운 니트 

의류로 거듭나고 있다. <Fig. 25>의 사례를 보여주는 

케이트 모리스(Kate Morris)는 2017년 리드레스 디자

인 어워드에서 수상하였으며, 홍콩의 명품 브랜드 

더 콜렉티브(The Collective)의 캡슐(capsule) 니트 컬

렉션에서 자신의 디자인을 선보였다(Redress Design 

Award, n.d.-c). <Fig. 26>의 솔메이트 삭스(Solmate So-

cks)의 사례를 보면, 기존에 한 쌍이였던 양말, 장갑 

등을 재활용된 실을 혼합하여 유쾌하게 믹스 앤 매치

하면서 의도적인 짝짝이 양말과 장갑을 선보인다

(Bae & Jung, 2018). 핸드-니팅의 기법은 기술자의 숙

련도에 따라 완성도가 달라지지만, 우븐 의류의 생

산 과정과는 달리 재단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없으며 원사의 형태로 해체되기 때문에 디자이너들

에게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열어준다.

2. 종합적 논의

본 연구는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의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업사이클 패션 디자인의 유형을 재료별 및 기

법별 특성에 따라 정리하였으며, 그 연구의 결과 분

석, 한계점 및 제안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결과 분석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내용은 <Table 

6>과 같다. 

첫째, 포스트-프로듀서 폐기물 기반의 리디자이

닝 유형은 원사나 의류 생산 환경에서 원재료를 수집

하며, 한정된 수량의 제품을 만들 수 있다. 리디자이

닝 기법은 기계 기반의 자동화 생산이 가능한데, 공

임비용은 낮고 소비된 적이 없는 원재료를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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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재생산성이 높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이 유형

은 고급화 상품 설계에 알맞다.

둘째, 포스트-프로듀서 폐기물 기반의 핸드크래

프팅 유형 역시 원사나 의류 생산 환경에서 재료를 

취한다. 그렇지만, 이 유형의 재료는 기계적인 생산

이 어려운 작은 단위의 섬유 폐기물로, 재생산성은 

높지만 수작업에 의존해야하므로 그 공임비용은 상

승하게 될 것이다.

셋째, 프리-컨수머 폐기물 기반의 리컨스트럭션 

유형은 유통이나 판매라는 소매 환경에서 재료를 취

한다. 소비자에게 선택되지 못해 제품의 가치를 상

실한 제품 상태의 재료는 해체 작업이라는 많은 공정

이 필요하지만, 재구성 시에는 기계적인 공정이 가

능한 리컨스트럭션 기법으로 새로운 조형의 탄생이 

가능하게 된다. 제품이 지니는 해체주의적 심미성은 

소비자에게 특별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며, 높은 재

생산성은 소비자에게 재사용 제품에 대한 새로운 매

력을 줄 수 있다.

넷째, 프리-컨수머 폐기물 기반의 핸드크래프팅 

유형은 유통이나 판매라는 소매 환경에서 부득이하

게 발생하는 불량 의류의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다. 

불량 제품을 완전히 해체하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냄으로써, 공예 예술품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

을 수 있다. 

다섯째, 포스트-컨수머 기반의 리디자이닝 유형

은 소비자가 제품을 소비하고 버리는 환경에서 일어

난다. 원단이나 원사의 형태로 남아있는 재료를 리

디자이닝할 때에는 세척 및 강화 과정을 거쳐 새로

운 제품으로 탄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친 

이 유형의 제품은 퇴색되고 빈티지한 심미적 느낌

을 주기에 독특한 예술적인 표현을 하기에 적합한 

유형이다.

여섯째, 포스트-컨수머 기반의 리컨스트럭션 유

형은 소비자에 의해 소비된 후 버려진 빈티지 의류를 

재료로 취하는데, 세척 및 강화 과정을 거친 후에 재

료가 해체되어 재구성된다. 해당 유형의 재료는 비

Upcycle fashion design types Features
Redesign-

ability

Labor

cost

Post-producer

Redesigning

• Collecting primary materials created from post-producer stage is 

key driver.

• Limited materials can also give image of exclusivity.

• Materials are highly redesignable.

High Low

Handcrafting

• Fabric materials are consumed and need to be washed or reinforced.

• Designers can get natural vintage and grunge looking for material 

characters.

Pre-consumer

Reconstruction

• Most of lines have a big mother company in order to consume dead-

stock from bigger line.

• Deconstructing primary products is mostly hand-based and it is 

most time-consuming process.

• Materials are highly redesignable.

Handcrafting

• Designers in this type deconstruct previous fashion products com-

pletely and create new surface. 

• Handcrafting technique is strategically applicable for damaged 

products.

Post-consumer

Redesigning • It is artistic and strategic to utilize smallest fabric wastes.

Reconstruction

• Material sources offer relatively large choices.

• Collecting and selecting redesignable vintage products are key dri-

ver of this type.

• Collected and selected vintage clothes need to be washed or reinfor-

ced.

Handcrafting

• Materials need to be washed or reinforced before uses.

• This type has characteristics that consume high-labor costs and that 

feature low redesignability of materials. Low High

Table 6. Implication of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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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선택의 폭이 넓으며, 전문적인 봉제 지식 없이

도 제품의 구현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었다. 

일곱째, 포스트-컨수머 기반의 핸드크래프팅 유

형은 소비자에 의해 발생한 모든 형태의 폐기물을 수

작업 기반의 기법을 통해 제품으로 구성하는 디자인 

유형을 의미한다. 해당 유형은 7가지 유형 중 재생산

성이 가장 낮고 공임비용은 높아서 구현성이 가장 어

려운 유형으로 평가될 수 있다.

2) 한계점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업사이클 디자인의 

7가지 유형의 사례는 그 재료나 기법에 있어서 다음

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소비재로 변

환되지 못하고 남은 원사나 난단을 포스트-프로듀서 

폐기물로서 리디자이닝할 경우, 재료가 한정적이며 

수집 비용이 추가되기에 대체적으로 고급 패션 제품

이 생산되고 있었다. 이 유형의 재료는 설계된 적이 

없는 1차 재료(raw materials)여서 재료의 재생산성이 

가장 높고, 아울러 일반 의류 디자인의 모든 테크닉

이 사용 가능하기에 세련된 조형을 구축할 수 있었

다. 따라서 상품의 해체 및 재구성이라는 리컨스트

럭션 기법을 접목할 기회는 없었다.

둘째, 선 생산 후 판매라는 시스템에서 팔리지 않아 

생겨나는 프리-컨수머 폐기물의 경우, 부분적 해체 및 

재구성의 리컨스트럭션 기법, 그리고 완전한 해체 및 

재탄생의 핸드크래프팅 기법이 접목되고 있었다. 프

리-컨수머 폐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브랜드들 중에

는 거대 모기업에서 발생되는 재고 의류들을 획득하

고 있는 경우도 관찰이 되었다. 이러한 재고 의류들을 

리컨스트럭션 및 핸드크래프팅할 경우, 절대 팔리지 

않는 데드스톡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모

기업에게 지속가능한 브랜드라는 이미지도 부여하

고 있었다. 그러나 사용되는 재료가 얼마 동안 판매되

지 않았는지, 섬유의 견뢰도는 양호한지, 재료에 습도

로 인한 부식은 없는지 등의 재고 제품에 대한 측정 

기준이 미비한 상태이다. 지속가능한 패션 제품의 재

료에 관한 판정 체계가 마련된다면, 재고 의류의 데

드스톡 판정, 그리고 업사이클링이 가능한 재료로의 

적합성 등에 대한 판정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셋째, 소비자에게 사용된 후 버려진 포스트-컨수머 

폐기물은 재상품화되기 위해 먼저 세척과 강화의 과

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섬유는 내구성과 견뢰도를 

일부 상실하기 때문에 더 까다로운 업사이클링 과정

이 필요하다. 리디자이닝 기법을 접목시킬 수 있는 포

스트-컨수머 폐기물은 가정에서 쓰고 버려진 폐커튼, 

폐다이닝웨어 등 홈텍스타일(hometextile)류다. 리컨

스트럭션 기법의 재료는 입고 버려진 옷으로, 이러한 

빈티지 의류를 전문 수거 업체를 통해 대량 구매하

는 브랜드도 있었고, 디자이너 개인이 주변의 버려진 

옷을 수거하여 예술적인 작품을 만드는 경우도 있었

다. 핸드크래프팅 기법은 앞서 언급된 모든 종류와 

크기의 포스트-컨수머 폐기물을 사용할 수 있다.

3) 제언

업사이클 패션의 디자인 및 제작 과정의 경우, 필

요한 재료의 수집, 그리고 각 재료에 적절한 제품의 

설계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 연구의 7가지 

디자인의 유형별 비교 분석과 한계점에서 볼 수 있

듯이, 제품의 설계 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은 

수집된 재료의 재생산성, 그리고 제품의 생산 과정

에서 발생하는 공임비용의 문제일 것이다. <Fig. 27>

의 Domina and Koch(1997)의 분류에서 볼 수 있듯이, 

세 가지 종류의 폐기물이 제품의 생산, 유통, 그리고 

소비 환경에서 발생한다. 이 폐기물 중 재생산성을 

살펴보면, 포스트-프로듀서, 프리-컨수머, 그리고 포

스트-컨수머 순으로 높았다. 공임비용의 경우, 기법

별 저비용의 순서는 리디자이닝, 리컨스트럭션, 그

리고 핸드크래프팅의 순이었는데, 이는 핸드크래프

팅이 수작업에 의존하여 공정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

문이었다. 즉, 7가지 디자인 유형 중, 재생산성 및 공

임비용과 관련하여 가장 경쟁력 있는 디자인 유형은 

포스트-프로듀서 폐기물 기반의 리디자이닝 유형이

며, 가장 경쟁력이 낮은 디자인 유형은 포스트-컨수

머 폐기물 기반의 핸드크래프팅 디자인 유형이었다. 

따라서 업사이클 디자인 제품의 설계 시에는 각각의 

디자인 유형에 대한 전략적인 고려는 물론 재료의 

재생산성 및 기법별 공임비용도 함께 고려하는 탄력

적인 제품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나아가, 업사이클 패션 디자인을 설계하고자 할 경

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디자이너 및 브랜드는 재료로 사용할 섬유 폐기

물의 종류를 확인하고 그 재생산성을 평가한다. 둘째, 

브랜드 규모, 제품의 생산 환경, 그리고 공임비용의 

상승으로 인한 가격의 경쟁성 저하 등의 요소들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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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여 적절한 기법을 선택한다. 셋째, 재생산성과 

공임비용을 기반으로, 7가지 업사이클 패션 디자인 

유형 중에서 적절한 디자인을 선택한 후, 창의적인 발

상 과정을 거쳐 심미적이고도 고부가가치적인 상품

을 설계한다. 예를 들면, 재생산성이 높고, 고효율적 기

법이 가능한 경우에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중 ·저 가

격군 제품을 선보이는 것이 효과적이며, 낮은 재생산

성의 재료에 저효율적 기법을 접목하게 될 경우에는 

예술적 패션 제품을 선보이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아울러, 포스트-프로듀서와 프리-컨수머 기반의 네 

가지 유형은 재료가 소비자에게 사용되지 않은 단계

이기에 재생산성이 높고, 비교적 상품 가치가 높은 업

사이클 패션 제품의 구성에 유리하다. 하지만 이들 유

형은 궁극적으로 대량 생산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일

부 섬유만을 폐기물로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대량

으로 발생하는 섬유 폐기물 전체에 대한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포스트-컨수머 폐기물 기반의 

재료는 재생산성은 가장 낮지만, 디자이너가 화학적 

재활용 없이 기법의 정교함을 통해 높은 수준의 기계

적 재활용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디자이

너는 비록 재생산성이 낮은 재료일지라도 적절한 기

법의 선택을 통해 제품의 가치상승을 구현함은 물론 

업사이클 방식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단계별로 생겨

나는 폐기물과 해당 폐기물을 활용하는 기법을 각각 

유형화하고 그 특성을 밝혔다. 이 특성들은 디자이

너들이 어떤 원자재 수집하여 이를 어떻게 설계할 것

인지에 대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 따

라서 각 브랜드는 상품을 위해 전략적으로 어떤 재료

를 선택하는지가 핵심 디자인 전략이 될 것이다. 업

사이클링은 재료의 특성에 따라 기법의 차이를 볼 수 

있었는데, 포스트-프로듀서 폐기물과 프리-컨수머 

폐기물은 내구성이 유지되었으므로, 기존의 기성복

과 다름없이 모던하고 세련된 조형의 구축이 가능하

였으며, 사용된 적이 있는 포스트-컨수머 재료는 퇴

색성과 내구성의 약화로 인해 리컨스트럭션이나 핸

드크래프팅 기법에 보다 집중되어 있었다. 

각 디자이너들은 재료의 수집 과정에서 유닛의 크

기에 따라 업사이클링, 리컨스트럭션, 그리고 핸드

크래프팅의 기술적 적합도를 판단하고, 이를 제품 

설계 과정에 접목할 수 있다. 본 연구 속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채로운 재료의 접목을 통해 새로운 미

적 표현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포스트-프로듀

서 폐기물의 재료 형태는 원단, 원사, 폐기물 조각 등

으로 나타났고, 프리-컨수머 폐기물의 재료는 팔리

지 못한 섬유 제품, 그리고 포스트-컨수머 폐기물의 

재료는 일상에서 사용되고 버려진 모든 섬유 폐기물

의 형태로 나타났다. 포스트-프로듀서 폐기물은 가

공성이 가장 좋은 섬유 폐기물이며, 재생산성 또한 

가장 좋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잉 생산으로 생겨

난 프리-컨수머 제품을 리컨스트럭션할 경우, 절대 

팔리지 않는 데드스톡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포스트-컨수머 폐기물은 재료로

Production Retail Consumer

fiber production
apparel 

manufacture
distribution sales consuming discarding

Labor 

cost

Post-producer waste Pre-consumer waste Post-consumer waste Low

type 1 -redesigning type 3 -reconstruction type 5 -redesigning

type 2 -handcrafting type 4 -handcrafting type 6 -reconstruction

type 7 -handcrafting

Redesignability High

High Low

Fig. 27. Features of 7 types of upcycle fashion design relating redesignability and labor costs. 

The process of textile waste environment in fashion adapted from Domina and Koch (1997). p.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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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가장 재생산성이 나쁘지만, 정교한 핸드크래프

팅 기술을 접목할 경우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이 되고 

있었다. 앞으로 기술이 더욱 발전한다면, 숙련된 공

예가가 고안한 핸드크래프팅 기법도 기계적 공정으

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과 기

술자 간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유형별 사례 분석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제품의 설계 방법은 제품의 심미성과 기능성을 

우선시하는 브랜드 제품, 즉, 일반 패션 제품의 설계

와는 차별화가 된다. 업사이클 패션 디자이너는 먼

저 재료의 재생산성을 평가해야 하며, 미적으로 구

현을 하되, 제품 가격에의 부담을 줄이는 기법의 활

용이 필요하다. 디자이너는 경우에 따라서는, 재료

의 재생산성이 낮더라도 적절한 기법의 활용을 통해 

고부가가치 상품을 창출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공임비용에 따른 가격의 상승을 커버할 수 있는 마케

팅 전략의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탄력적인 제품 설계 방식이 요구된다는 점

이 일반 패션 디자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는데, 경쟁력 있는 업사이클 패션 제품의 설계에

는 재료의 재생산성에 대한 평가와 이에 적절한 효율

적 기법의 선택이 그 핵심이라 하겠다.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은 심화된 환경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연구되어왔다. 하지만 일반 

패션 제품과 경쟁 시 제품의 심미성, 생산 설계의 한

계로 인한 가격 경쟁에서의 실패, 화학적 재가공으

로 인한 경제성 상실 등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보

완해줄 창의적인 방식이나 기술적인 고려점 등에 관

한 고찰이 부족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사례 분석

에서 도출된 업사이클 패션 디자인의 각 유형별 특성

을 잘 활용한다면, 섬유 폐기물을 새로운 고부가가

치 상품으로 재탄생시킴은 물론 탄소 배출이나 미세

플라스틱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글로벌 패

션 산업의 환경 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패션 디자이너들은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

해 기존의 가치사슬에의 의존에서 벗어나 순환의 체

계인 지속가능한 패션 제품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지

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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